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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먼저 저에게 가정간호에 대한 비젼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학업의 길로 인도하
셔서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함께 공부했던 동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
게 하시며,이제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
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논문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시고,처음부터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고일선 교수님,주제
선정부터 논문 진행 동안 부족한 저를 감싸주시며 지속적인 조언을 주셨던 이정
렬 교수님,임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의 어휘 하나의 선택도 세심
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박정숙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학위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와 사랑을 주신 김광숙 교수님,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가르침을 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를 주신 신혜선 선
생님,바쁘신 와중에도 내용타당 질문지에 응해주시고 가정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데 모델이 되어주신 가정간호사업소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명희 수간호사님

과 유혜현 수간호사님,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시며 힘을 북돋아준 김현미 간호사
님과 114병동 식구들,내과 외래 식구 모두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칠 때까지 서로에게 항상 힘이 되어준 동기생들 모두와 자료

분석을 도와주신 문규종씨,타국에서도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오는 은진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딸이지만 항상 안쓰러워하시며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불편한 몸

으로도 손주를 돌보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을 듬뿍 쏟아
주신 엄마,아빠와 늘 부족한 며느리의 건강을 염려하시며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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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시부모님과 시누이들,동생들에게 가슴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며 논문을 쓰기까지 늘 곁에서 용기를 주고 크나큰 도움과

격려,사랑으로 함께해 준 자상한 남편 윤섭 오빠와 엄마의 빈자리가 컸음에도 예
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사랑하는 딸 규리와 뱃속에 있는 튼튼이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몸으로도 열심히 설문 조사에 성심 성의껏 응해 주셨던 간

경변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앞으로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7월
박 유 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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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분석

본 연구는 간경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을 기반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5개 영역의 28개 간호서비스 항목을
기초로 가정간호 영역 결정 및 내용분석틀을 개발 후 간경변 환자에 대한 영역별
가정간호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서
울시 소재 S대학병원 소화기 병동에서 간경변으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의
무기록지 31개를 선정하여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의료서비스내용을 5개 영역별로
파악하여 36항목으로 구성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도구를 개발하
였다.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9명과 내과 전공의 3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가 검토한 후 완성하였다.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는 2008년 4월 23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였다.서울

시 소재 S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S대학병원과 B시립병원 간
호과에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환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간경변으로 입원
한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t-test및 ANOVA,Tukey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1)문헌고찰을 통한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항목은 5개 영역의 28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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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을 결정 후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고 5개 영역의 39항목인 간
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이 확인되었다.

(2)의무기록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가정에서 시행하
기 부적절한 수혈을 한다,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다,경피적 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는 제외하고 최종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으로는 5개 영
역의 36항목으로 기본간호 9문항,검사의뢰 2문항,투약 및 주사 3문항,치
료적 간호 11문항,교육 훈련 및 상담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1)간경변 환자의 연령은 40-50대가 50.8%,성별은 남자가 70.2%로 여자보다
많았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0.3%,직업은 없다가 75.8%로 가장 높았다.가족 월 평균 소득은
100∼300만원이 46.0%,병원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7.1%,병원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5.2%,보험종류는 의료
보험이 91.1%로 가장 많았다.

(2)입원 경로는 응급실이 65.3%,입원기간은 31일 이상이 46.8%로 많았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입원 경험은 79.8%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신체적 기
능 상태는 혼자서 거동이 가능이 41.9%로 나타났다.입원 시 주 간호 제공
자는 배우자가 64.5%,입원비 부담정도는 부담 된다가 46.8%로 가장 많았
고 입원 치료 만족도는 37.9%를 차지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대답으로
나왔다.

(3)가정간호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혀 들어보지 못함이 51.6%로 나타났으며
필요성 여부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76.6%,필요하다가 20.2%로 96.8%의
대상자가 가정 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원 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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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이용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5.1%로 나타났다.

(4)가정간호 이용 이유로는 ‘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로 계속 효
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가정
간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가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가정간호 요구도는 평균 157.05점으로 중간값 93점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6)가정간호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는 투약 및 주사 영역이 평균 14.97(평균평
점4.99±0.06)로 가장 높았으며,검사의뢰 영역 9.34(4.67±0.57),기본간호
영역 40.69(4.52±0.42),교육훈련 및 상담 영역 49.05(4.46±0.32),치료적
간호 영역 43.00(3.91±0.62)순으로 나타났다.

(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력,직업,소득수준,교통수단,소요시간이었다.

(8)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발병 후 입원 횟수,신체적 기능상태,간호
제공자,입원비 부담정도,입원치료 만족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은 기본간호,검사의뢰,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다수는 가정간호
이용의사가 있으며 요구도가 높았다.그러나 가정간호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
상자들이 많아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제
도의 내용,이용방법,비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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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만연되어 있으며 만성적인 음주습관으로
인해 간경변증으로 이환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서광석,1997).특히 만성간염 환자의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은 연 1.8% ∼
2.4% 이며,만성간염이 5년,10년,20년경과 후에는 각각 2.7%,4.4%,8%에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된다(김용은,1994).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체 3위로 매우

높고,국내에서는 전체 사망 순위 제 5위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2002).특히
40-50대의 중년 남성층에서 높은 사망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능력과 열정이 절실히 요구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간질환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에게 중요한 문제임은 물
론 국가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정영화,2002).
이러한 간경변증 환자는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합병

증이 발생하면 증상경험은 더욱 다양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간경변증은 간문맥
혈류의 장애와 함께 복수,간성혼수,식도 정맥류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심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김정룡,2000).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간
경변증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는 간경변증
의 진행을 지연하면서 남아있는 간 기능을 보존시키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보존적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안득숙,2005).간경변증의 주 치료법은 완전치유가 아닌 증
상의 발생을 예방하고,증상발생시 특별한 치료가 없으며,안정과 식이요법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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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피하고 간 독 물질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이창
홍,1997).김수현(2003)의 연구에서는 간경변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사
회적 기능과 역할기능이 정상인의 수준보다 매우 낮으며,다른 만성질환자의 수준
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loney& Preston(1992)은 만성질환자
의 건강문제는,조절은 가능하지만 완치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인 문제를 일평생 지니게 되며 복잡한 치료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입원
과 가정 간호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만성질환자는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잔여결손과 후유증으로 장기간의 재활 계

획을 요하게 된다.이는 오랜 기간의 인내를 요하므로 추후 간호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가정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맞는 퇴원계획으로 가정간호를 받아
야 할 것이다.
가정간호는 간경변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이용의 편의

도모와 의료비 절감 및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또한 퇴원 후 적절한 추후관리
와 계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반복되는 입원치료를 감소시킬 것이며 조기퇴원을 통
하여 병상회전율을 상승시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
고 입원을 할 수 있으며 병원 경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간경변과 관련된 국내외 간호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국외의 경

우,이환 환자가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간경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이러한 연구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호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만성질환에 비해 간호학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며(김매자,
2001),간경변 환자들의 간호 요구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 또한 미
흡한 편이다.
가정간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가정간호의 필요성과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김용순 외 4인,1990;민태자,1997;서진영,2002)와 퇴원 시 환자의 간호 요구도
조사(최화영,2001),가정간호에 대한 태도조사(임재신,1993),가정간호 수행실태
및 병원중심의 호스피스 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대상(조경희,2006;노귀영,2001;
안영신,1992)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나 구체적으로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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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본 연구는 간경변 환자의 특성에 맞는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
여 가정간호를 계획하고 가정간호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간경변 환자의 입원 시 제공받는 간호 서비스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간호서비
스 내용을 파악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의 가정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간경변 환자
를 위한 가정 간호를 계획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분석한다.
2)간경변 환자의 가정 간호 요구도를 파악한다.

333...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가정간호요구도
가정간호 요구도란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가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간호활동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이광옥,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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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경변 환자가 퇴원 후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요구로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간호 요구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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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간간간경경경변변변 환환환자자자

간경변증은 병리 조직학적으로 간 조직의 실질의 위축과 미만성유화,불규칙한
결절을 가진 것으로(Harrison,2001),소화기계 질환 사망 원인의 76%이며,우리나
라 주요 사망순위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어(통계청,2002),만성 간 질환자들의 건
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안득숙,2005).간경변은 사회적 활동이 왕
성한 30∼50대의 중년 남성층에서 높은 사망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고(이용만,1993)임상에서 만성 간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요구와 간호요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간경변증은 간의 전반적인 재생결절과 섬유화로 인해서 간위축과 함께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소실되고 간의 생화학적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써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 실질의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각종 바이러스,알코올,만성B형,
C형간염,약물대사이상 및 선천성 자가 면역질환들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구에 비해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높아 간염에 따른 간경변증의 빈도가 높
다(장기택,김미란,명난경,이민재 및 정영미 1998).간경변증의 주원인은 B,C형
간염 바이러스와 알코올로 인한 경우가 많으며 질병의 진행과정과 간 기능의 부
전 정도가 다양하고 특유한 자각증상이 없는 대상성에서부터 합병증을 병발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비대상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며 장기간에
걸쳐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며 진행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예후불량의 만
성 질환이라 할 수 있다(임승화,최경숙 1996).
간경변증의 흔한 증상은 각종 원인에 의한 간세포 손상의 최종결과로서,간세

포가 파괴되면서 간기능이 감소함과 동시에 간 실질 내에 섬유질 침착,재생 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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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등으로 간의 구조가 변형되어 복수,정맥류 출혈,황달,간성 뇌증 등의 합병
증이 병의 경과 중 나타난다(Brottaet,al,2003).
간경변 합병증이 동반되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점차적으로 심해지

는 전신 쇠약감,피로가 가장 문제시되며(Wainwright,1997),그 외에 식욕부진,
구역,구토,식사와 관련된 명치끝의 불쾌감 등의 소화기 증상과 우측 상복부의 둔
한 통증,우측 어깨가 땡기는 듯한 무거움 등이 있으며,못 견딜 정도의 심한 소양
증을 경험하기도 한다.간 기능 저하로 인한 출혈 경향으로 자주 잇몸에서 피가
나고,코피가 자주 나거나 배변 후에도 피가 나기도 하며,소화불량,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감 및 호흡곤란,의식저하,식도 정맥류 출혈 등의 여러 가지 신체적 증
상을 경험하게 된다(김정룡,2000).식도나 위 정맥류 출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
증 합병증이며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복수가 생긴 경우는 복부 팽만으로 인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며,

저염식사로 복수 조절이 요구되는 간경변 환자들은 김치,된장과 같은 염분이 다
량 함유된 음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저염식이에 대한 거부감과 치료
적 저염식이로 인한 입맛 상실,식욕저하 및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데,평소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던 환자들이 저염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치료제인 이뇨제
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지러움,근육경련,구강건조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복수가
점차 심해지면 활동 시 숨이 차고,밤에도 호흡곤란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며,
치료적으로 복수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자체가 환자에게 고통경감을 안
겨주기도 한다.복수 환자 중 5-10%는 흉강에 물이 차기도 한다(김정룡,2000).
특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 고열과 매우 심한 복부 통증을 경험하며,

치료는 항생제를 투여한다.특발성 세균성 복막염 치료 후 간경변 환자의 세균 감
염의 위험은 상존하므로,복막염의 재발 역시 문제가 된다.이를 위하여 예방 목적
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복막염의 재발을 방지하고,나아가 감염에 의한 간
병변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TitoL,RimolaA,GinesP,
LlachJ,ArroyoV,RodesJ;1988).
간성뇌증은 경미한 의식의 변화에서부터 깊은 혼수까지 임상증상이 다양한데,

의식변화,지적 능력의 감소,성격변화 등이 나타남으로써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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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당혹스러워 하고,주요 치료인 잦은 약물관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
감을 호소한다.간성 뇌증 환자는 90%이상에서 그 유발인자가 발견되므로 치료는
유발 인자의 발생의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고 질병 발생 시 유발 인자를 교정
하여 더 깊은 혼수로 진행을 방지하여야 한다(정태엽,2003).
또한 증상과 관련된 신체적 문제,우울,불안,자존감 저하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그리고 증상악화로 인한 잦은 재입원과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기연,2001).
이러한 간경변 환자의 증상들은 일차적으로 간기능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

을 수 있는데,지금까지 의료진들이 간경변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하고 예후를 결
정하며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Child-PughScore
로서 <표 1>,이는 혈청 빌리루빈 수치,알부민 수치,프로트롬빈 시간,복수 정
도,간성뇌증 정도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점수를 합산한 후 그룹화 하여
ChildA,B,C의 3등급으로 나뉜다.이 지표는 단기 생존율을 예견하는데 매우 유
용하며 예민도와 특이도가 9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C등급으로 갈수록 예후
는 나쁘며,일반적으로 ChildA,B,C군을 정상인과 비교할 때 전체 간세포량이
각각 30%미만,50-70% 및 90-95%가량 상실된 상태로 간주된다(김정룡,2000).

표 1.간경변증 환자에서 간기능 예비력 평가를 위한 Child-PughScore

분류기준 :ClassA:5-6,ClassB:7-9,ClassC:10-15(Trey,etal.,1966).

1 2 3

혈청 빌리루빈(mg/㎗) <2.0 2.0-3.0 >3.0

혈청 알부민(g/㎗) >3.5 2.8-3.5 <2.8

프로트롬빈 시간(INR) <1.7 1.7-2.3 >2.3

복수 없음 경미함(slight) 중등도(moderate)

간성뇌증(grade) 없음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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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증 환자는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합병증이 발
생하면 증상경험은 더욱 다양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그러므로 합병증에 대한 적
절한 관리 및 치료가 간경변증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
며 임상에서는 간경변증의 진행을 지연하면서 남아있는 간 기능을 보존시키고 합
병증을 관리하는 보존적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안득숙,2005).간경변 환자의 생존
율 향상을 위해선 병의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합병증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배영기,2007),기능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효율적이며 지속
적인 증상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김수현,2003),주 치료법은 완전치
유가 아닌 증상의 발생을 예방하고,증상발생시 특별한 치료가 없으며,안정과 식
이요법 및 스트레스를 피하고 간 독 물질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이창홍,1997).
이와 같이 간경변증은 다양한 경과를 밟으며 질병의 완치보다 질병을 조절하

며 살아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잦은 입원치료와 간병문제,경제
적인 문제가 동반 되어 입원치료만이 아닌 입원대체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
황이다.이러한 간경변 환자의 치료의 기본이 질병과 관련된 증상관리,식이요법,
휴식과 안정,정기적 외래방문 등임을 고려할 때,가정간호는 그들의 건강상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22...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 요요요구구구도도도

가정간호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간호를 필요로 하는 간호 대상자,즉 만성질
환자,병원에서 조기 퇴원한 환자,노인성 질환자,불구아,정신질환자 등 장기 건
강 문제를 지닌 사람에게,특수하게 교육받은 가정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환
자에게 필요한 간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이다.이리하여 환자 자신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불편감,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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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실시하여 가족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발시켜 대상주민 모두의 건강
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용순,1990).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간호사업 초기 대상자는 7개 질환군 즉 암,고혈압,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심혈관 질환,신경외과계 질환(뇌출혈,척수손상),재활 환자가
제안되었다(조원정,1993).또한 암 환자(김진선,1989;권인수 외,1999),의료보호
대상자(우선혜,1989),만성질환 환아(이홍자,1989),재가관절염 환자(임난영 외,
1996),복막투석 환자(최영숙,1991),산모와 신생아(장순복 외,1999)등으로 다양하
였으며 만성질환을 가진 장기간호가 요구되는 대상자로 포함 되어져야 한다고 제
안되었다(곽 홍,2002).
가정간호 요구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간호

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
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간호활동에 대한 필요성
을 의미한다(이광옥,1998).
일반적인 가정간호 요구는 주로 구강간호,이동하기,옷 입기,용변돌보기,활력

증상측정하기,체중 측정하기,규칙적으로 운동하기,로션 바르기,부분목욕,호흡
기도유지,면도하기,머리감기,걷기였다.특수한 가정간호 요구도는 운동지도 ·돕
기,특수식이,산소주입 혹은 호흡기도 간호,의학적 처치요구,배뇨관 간호,정맥
주사,교육 및 보호자 지도,증상간호,투약간호,장루간호,위관영양실시,욕창,상
처치료,피부간호 등으로 나타났다(이소우 외,1996).
장기재원환자의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를 살펴보면 투약 및 주사영역과 교육

훈련 및 상담영역이 치료적 간호영역에 비해 가정간호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이
윤휘,2005).뇌졸중 환자의 가정간호요구에 대한 연구에서는 응급 시 처치 및 대
처방안 교육,현재 건강 상태 및 예후 설명,치료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건강보
조식품 효능에 대한 정보,식이에 대한 설명 문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현
영,2004).뇌·척수·근·골격 손상 입원 환자의 교육·훈련영역의 요구도가 다른 영역
에 비하여 높았으며 항목별로는 활력증후 측정,질병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및 가족교육,근육·정맥주사,환자에게 필요한 운동과 관절운동 교육에 대한 문항
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민태자,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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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종합병원 퇴원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에서 간호 영역별 요구도를 보면
기본간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그 다음이 교육·상담,운동·위생이었으며 치
료적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았다.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핵가족,자의퇴원,
마비가 있는 경우,카테터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통증이 없는 경우,
진단명이 내분비질환,간질환,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최화영,2000).
3개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뇌혈관 질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에서는 건강

상담,혈압측정,통증조절 순으로 가정간호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은주,1991).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술적 간호요구보다 지지적 간호요구가 높
았으며,가정간호에 대한 이용의사는 병원서비스의 만족 및 질병상태가 많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이영은,이명화,손수경,1999).가정간호 요구와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
정간호 요구와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합병증의 존재여부,퇴원
시 필요로 하는 특수한 기구,퇴원 시의 장해,일상생활 활동능력정도로 나타났다
(김진선,1989).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코넥티컷 지역사회 건강관리소(Connecticut

CommunityCareInc.)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
간 노인들이 인지한 가정간호 서비스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가정간호의 서비스 내
용으로 개인위생,목욕,식이,운동,투약,활력측정,드레싱 교환,변기사용,자세변
경 등이 있었다(Spiegel,1987).
이상의 연구에서 간경변과 관련된 국내외 간호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국외의 경우 간경변 환자가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간경변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지 않아 이러한 연구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간호대상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만성질환에 비해 간호학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며
간경변 환자들의 간호 요구 및 합병증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 또한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간호에 대

한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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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간경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을 기반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를 확
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 진진진행행행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간경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을 기반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 파악을 위한 2단계로 수행되었
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1단계 :간경변 환자의 가정 간호서비스 내용 분석

본 단계는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하기 위해 가정 간
호서비스 영역 결정 및 내용분석틀 개발과 내용분석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하였다.

(1)영역 결정 및 내용분석틀 개발
문헌고찰과 2001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사업 업무편람(보건복지가족부,2001)

을 참고로 세로축은 영역을,가로축은 서비스 내용을 나열하였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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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분석틀에 의거한 의무기록 분석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 소화기 병

동에 입원하여 간경변으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 중 단기 시술을 위해 입원한 환
자를 제외하고 입원일이 4일 이상이며 Child-PughScore7점 이상인 환자 총 31
명의 의무기록지를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시행된 모든 의사 처방 기록지와 간
호 기록지를 후향적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내용을
영역별로 나열하고 그 시행 빈도를 파악하였다.

(3)내용 타당도
개발된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9명과,내과 전공의 3

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내용 타당도 검정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1점,‘적절하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적절하다’4점,‘매
우 적절하다’5점으로 측정하여 ‘적절하다’,‘매우 적절하다’를 묶어 각 항목별
ContentValidity Index(CVI)를 산출해 80% 이상인 항목을 선정하였다(Lynn, 

1986).

2)2단계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1)연구대상
2008년 4월 23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재 S대학병원과 B시립병

원 소화기 병동에 간경변으로 입원한 환자로서,아래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130명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가.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나.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다.단기시술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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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가정간호 요구도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본연

구의 1단계를 통해 개발된 도구로 총 36문항으로 기본간호 9문항,검사의뢰 2문항,
투약 및 주사 3문항,치료적 간호 11문항,교육훈련 및 상담 11문항으로 구성하였
다.본 도구는 ‘전혀 필요치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의 Likert식 5
점 척도로,점수범위는 최소값 36에서 최대값 180점이다.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
정간호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94이다.

(3)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4월 23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로 총

39일이었다.
자료 수집방법은 S대학 병원의 경우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S대

학병원과 B시립병원 간호과에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
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환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
가 직접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S대학병원과 B시립병원에 간경변으로 입원한 130명중 설문조사를 거부한 6명을

제외 후 124명의 환자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회수원 전수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4)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version10.0분석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간호 인식,가정간호에 대한 문항별 요구



- 14 -

도는 빈도와 백분율,영역별 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 간호 요구도는 t-test및 ANOVA로 분석하였고 Tukey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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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간간간경경경변변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 서서서비비비스스스 내내내용용용 분분분석석석

1)가정간호 서비스 영역 및 내용분석틀 결정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간호 서비스 내용과 어떠한 항목의 간
호가 필요한지 알기 위해 세로축인 가정간호 서비스 영역 결정은 2001년 의료기
관 가정간호 사업 업무편람을 참고로 기본간호,검사의뢰,투약 및 주사,치료적
간호,교육 훈련 및 상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가로축인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결정은 문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내용 항목은 신체 검진,활력 징후 측정,의식 사정,수분 섭취 및 배설량
사정,부종의 단계 사정,구강 건조 간호,통증 조절,장폐색증 예방,체위변경,검
사 소견,수액요법,변비 예방,배뇨,호흡 유지,치료용 배액관 관리,위관 영양,
임종 간호,전해질 교정,식이요법교육,금연 ·금주 교육,복약 상담,출혈 예방,
간성혼수 예방,복수 조절,피부간호,운동,휴식 ·안정,스트레스 관리로 28개 항
목이 작성되었다.문헌에서 제시한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내용 항목을 각 영
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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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참고문헌에 제시된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내용 항목

영역 간호 서비스
내용 항목

김정룡
(2000)

강신자
(2003)

김수현
(2003)

정경선
민혜숙
송영선
(2007)

안득숙
(2005)

박상욱
(2006)

가정간호
업무편람
(2001)

기본
간호

신체 검진 ○ ○ ○ ○
활력 징후 측정 ○ ○ ○ ○
의식 사정 ○ ○ ○ ○
수분 섭취 및
배설량 사정 ○ ○ ○ ○
부종의 단계 사정 ○ ○ ○
구강 건조 간호 ○ ○ ○
통증 조절 ○ ○
장폐색증 예방 ○ ○ ○
체위 변경 ○ ○ ○

검사
의뢰 검사 소견 ○ ○ ○ ○ ○
투약
및
주사

수액 요법 ○ ○ ○

치료적
간호

변비 예방 ○ ○ ○ ○ ○ ○
배뇨 ○ ○ ○
호흡 유지 ○ ○ ○
치료용 배액관
관리 ○ ○
위관 영양 ○ ○
임종 간호 ○ ○
전해질 교정 ○ ○

교육
훈련
및
상담

식이요법교육 ○ ○ ○ ○ ○ ○ ○
금연 ·금주 교육 ○ ○ ○ ○ ○
복약 상담 ○ ○ ○ ○ ○
출혈 예방 ○ ○ ○ ○ ○ ○
간성혼수 예방 ○ ○ ○ ○ ○
복수 조절 ○ ○ ○ ○ ○
피부 간호 ○ ○ ○ ○ ○
운동 ○ ○ ○
휴식 ·안정 ○ ○ ○ ○ ○
스트레스 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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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무기록 분석

(1)대상자의 특성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일 대학병원에서 간경변으로 치료

받고 퇴원한 환자 중 단기 시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를 제외하고 입원일이 4일 이
상이며 Child-PughScore7점 이상인 환자 31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대상
자의 성별,연령,입원기간,주호소,부상병명,질병 이환 기간,퇴원 시 상황에 대
하여 분석한 결과는 성별은 남자가 74.2%이고 여자가 25.8%로 남자가 더 많았으
며,연령 분포는 최소 34세에서 최고 84세이며 평균 연령은 55.7세였다.이 중 50
세에서 59세가 41.9%,40세에서 49세가 19.4%,60세에서 69세가 16.1%,70세에서
79세가 12.9%,30세에서 39세가 6.5%,80세 이상이 3.2%순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은 최소 6일에서 최고 104일이며 평균 입원기간은 32.8일 이였으며,31

일에서 60일까지가 38.7%로 가장 많았고 1일에서 15일까지가 29%,16일에서 30일
까지가 22.6%,61일 이상이 9.7%로 나타났다.
주호소는 복부팽만이 24.6%,의식변화 16.4%,짙은 소변 9.8%,소양감 8.2%,기

침과 가래,발열이 각각 6.6%,복부 통증,오심과 구토,입맛 감소가 각각 4.9%,
흑색변,혈변,호흡곤란,배뇨장애가 각각 3.3%의 순서로 복부팽만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부상병명은 복수가 25%,황달 18.3%,간성혼수 16.7%,부분 장폐색증 10.0%,

폐렴 6.7%,고질소혈증,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고칼륨혈증,저나트륨혈증이 각각
5.0%,간농양이 3.3%으로 복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간경변증 질병 이환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1년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7년 5개월 이였다. 

퇴원시 상황은 외래 관리가 41.9%,사망 38.7%,2차병원으로 전원이 12.9%,자
의 퇴원이 6.5%로 나타났으며 사망의 경우 모두 심폐소생술금지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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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분석

문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여 5개 영역의 39항목
으로 나타났으며,의무기록지 분석을 기반으로 파악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
비스 내용은 <표 3>과 같다.
기본간호 영역에서는 ‘혈압,체온,맥박,호흡수를 측정 한다’,‘의식정도와 활동

정도를 사정 한다’가 10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검사의뢰 영역에서는 ‘혈
액,소변,대변,가래,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 한다’가 71%로,투약 및 주사
영역에서는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와 ‘의사의 처
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항생제,수액,알부민 등)’가
87.1%,치료적 간호 영역에서는 ‘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가 90.3%로,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에서는 ‘회
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가 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의무기록 분석을 기반으로 파악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분포
n=31

  영역                                항목                              빈도(%)

기본간호 ․ 신체의 이상여부를 검진한다.(체중,부종,피부색 등) 28(90.3)
 ․ 혈압,체온,맥박,호흡수를 측정한다. 31(100.0)
 ․ 의식정도와 활동정도를 사정한다. 31(100.0)
 ․ 욕창예방 간호를 한다.(체위변경,등마사지) 11(35.5)
 ․ 장음 청진,필요시 복부 마사지,온찜질을 한다. 25(80.6)
(장폐색증 예방)

 ․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27(87.1)
 ․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11(35.5)
 ․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12(38.7)
 ․ 동통 관리를 한다. 19(61.3)

검사 의뢰  ․ 혈액,소변,대변,가래,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22(71.0)
 ․ 요당 검사,혈당검사를 한다. 15(48.4)

투약 및 주사 ․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 27(87.1)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 27(87.1)
(항생제,수액,알부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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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목                              빈도(%)

               ․ 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 21(67.7)
(속도조절)

치료적 간호 ․ 욕창 및 상처를 소독,드레싱을 교환한다. 14(45.2)
 ․ 쇄골하정맥관을 간호한다. 11(35.5)
 ․ 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28(90.3)
(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

 ․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calcium polystyrenesulfonate 13(41.9)
약물 관장을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 소변 카테터 삽입 및 교환해 준다. 15(48.4)
  ․ 방광,요도 세척을 해준다. 15(48.4)
 ․ 단순 도뇨 실시 및 도뇨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12(38.7)
 ․ 호흡유지를 위해 습도유지,기도흡인,산소공급, 15(48.4)
nebulizer를 해준다.

   ․ 치료용 삽관 세척,소독,배액량을 관찰 한다. 13(41.9)
(PTBD튜브,PCD튜브 등)

 ․ 튜브(코줄)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고 튜브를 교환해준다. 11(35.5)
 ․ 임종 준비를 위한 영적 간호를 한다. 15(48.4)      

   

교육 훈련    ․ 환자 상태와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식이요법을 교육한다. 25(80.6)
및 상담 (고,저단백식,저염식,고칼로리식)

․ 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12(38.7)
․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25(80.6)
교육한다.(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adregergic
blocker,항바이러스제)

․ 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을 실시,교육해 준다. 11(35.5)
․ 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 29(93.5)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 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25(80.6)
교육한다.(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
저단백식이,탈수증상 등)

 ․ 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25(80.6)
교육한다.(오심,복통,어지러움,대변 양상 변화 등)

              ․ 황달로 인한 피부문제 시 피부간호를 시행,교육한다. 28(90.3)   
              ․ 필요한 경우 타 과의 관련 의료팀과의 연계주선을 한다. 11(35.5)  
              ․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를 하여 11(35.5)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13(41.9)

운동을 가르친다.
기타 ·수혈을 한다. 12(38.7)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다. 11(35.5)
·경피적 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 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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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도구 결정

개발된 도구의 내용 타당도 검정을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9명과,내과 전공의 3
인을 포함한 총 1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 타당도 검정 질문지를 이
용하여 각 항목별 ContentValidityIndex(CVI)가 80% 이상인 항목을 선정하였는
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기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항목이 Content
ValidityIndex(CVI)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타당도 분포
비율(%)n=12

  영역                                항목                                   필요하다(%)

기본간호 ․ 신체의 이상여부를 검진한다.(체중,부종,피부색 등) 12(100.0)
 ․ 혈압,체온,맥박,호흡수를 측정한다. 12(100.0)
 ․ 의식정도와 활동정도를 사정한다. 12(100.0)

           ․ 욕창예방 간호를 한다.(체위변경,등마사지) 12(95.0)
 ․ 장음 청진,필요시 복부 마사지,온찜질을 한다. 12(88.3)
(장폐색증 예방)

 ․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12(98.3)
 ․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12(88.3)
 ․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12(88.3)
 ․ 동통 관리를 한다. 12(98.3)

검사 의뢰   ․ 혈액,소변,대변,가래,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12(96.7)
 ․ 요당 검사,혈당검사를 한다. 12(98.3)

투약 및 주사 ․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 12(100.0)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 12(100.0)
(항생제,수액,알부민 등)

 ․ 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속도조절) 12(98.3)
치료적 간호 ․ 욕창 및 상처를 소독,드레싱을 교환한다. 12(98.3)

 ․ 쇄골하정맥관을 간호한다. 12(96.7)
 ․ 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12(100.0)
(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

 ․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calcium polystyrenesulfonate약물 관장을 실시 12(96.7)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 소변 카테터 삽입 및 교환해 준다. 12(98.3)
  ․ 방광,요도 세척을 해준다.
 ․ 단순 도뇨 실시 및 도뇨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12(98.3)
 ․ 호흡유지를 위해 습도유지,기도흡인,산소공급,nebulizer를 해준다. 12(93.3)

  ․ 치료용 삽관 세척,소독,배액량을 관찰 한다. 12(95.0)
(PTBD튜브,PCD튜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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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무기록 분석 결과를 각 영역별로 분류하였고 내용빈도가 대상자의
1/3이상을 차지하는 10건 이상에서 발생한 내용과 가정에서 시행 가능한 간호 서
비스 내용만을 포함시켰고,기타에 가정에서 시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수혈을 한다,
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다,경피적 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는 제외시키
고 최종 36항목으로 구성하였다.최종 확인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
사 도구 내용은 <표 5>와 같다.

  영역                                항목                                            %

 ․ 튜브(코줄)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고 튜브를 교환해준다. 12(98.3)
 ․ 임종 준비를 위한 영적 간호를 한다. 12(100.0)

        
교육 훈련    ․ 환자 상태와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식이요법을 교육한다. 11(95.0)
및 상담 (고,저단백식,저염식,고칼로리식)

․ 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12(98.3)
․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 12(100.0)
(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adregergicblocker,항바이러스제)

․ 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을 실시,교육해 준다. 11(90.0)
․ 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 상담 및 12(100.0)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 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12(100.0)
(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저단백식이,탈수증상 등)

 ․ 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12(100.0)
(오심,복통,어지러움,대변 양상 변화 등)

             ․ 황달로 인한 피부문제 시 피부간호를 시행,교육한다. 12(91.7)  
             ․ 필요한 경우 타 과의 관련 의료팀과의 연계주선을 한다. 12(90.0)  
             ․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를 하여 정신적, 12(96.7)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 12(91.7)

가르친다.
기타 ·수혈을 한다. 7(73.3)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다. 8(78.3)
·경피적 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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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도구 내용
  영역                                항목                             
기본간호 ․ 신체의 이상여부를 검진한다.(체중,부종,피부색 등)

 ․ 혈압,체온,맥박,호흡수를 측정한다.
 ․ 의식정도와 활동정도를 사정한다.
 ․ 욕창예방 간호를 한다.(체위변경,등마사지)
 ․ 장음 청진,필요시 복부 마사지,온찜질을 한다.(장폐색증 예방)
 ․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 동통 관리를 한다.

검사 의뢰  ․ 혈액,소변,대변,가래,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 요당 검사,혈당검사를 한다.

투약 및 주사 ․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

(항생제,수액,알부민 등)
․ 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속도조절)

치료적 간호 ․ 욕창 및 상처를 소독,드레싱을 교환한다.
 ․ 쇄골하정맥관을 간호한다.

             ․ 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

 ․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calcium polystyrenesulfonate약물 관장을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한다.

   ․ 소변 카테터 삽입 및 교환해 준다.
 ․ 방광,요도 세척을 해준다.

             ․ 단순 도뇨 실시 및 도뇨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 호흡유지를 위해 습도유지,기도흡인,산소공급,nebulizer를 해준다.
                     
             ․ 치료용 삽관 세척,소독,배액량을 관찰 한다.

(PTBD튜브,PCD튜브 등)
 ․ 튜브(코줄)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고 튜브를 교환해준다.
 ․ 임종 준비를 위한 영적 간호를 한다.

         
교육 훈련    ․ 환자 상태와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식이요법을 교육한다.
및 상담 (고,저단백식,저염식,고칼로리식)

․ 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
(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adregergicblocker,항바이러스제)

․ 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을 실시,교육해 준다.
․ 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 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저단백식이,탈수증상 등)

 ․ 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오심,복통,어지러움,대변 양상 변화 등)

             ․ 황달로 인한 피부문제 시 피부간호를 시행,교육한다.
․ 필요한 경우 타 과의 관련 의료팀과의 연계주선을 한다.

             ․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를 하여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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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간간간경경경변변변 환환환자자자의의의 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요요요구구구도도도 조조조사사사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성별,결혼상태,학력,직업,가족 월 평
균 소득,병원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병원까지 오는데 소요 시간,보험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았다.연령 분포는 60대 이상이 46.0%로 가장 많았으
며,그 다음으로 5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성별은 남자가 70.2%로 여자보다
많았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0.3%로 가장 높았다.직업은 없다가 75.8%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월 평균 소득
은 100∼300만원이 46.0%,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9.0% 순으로 나타났다.병원
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기타로는 앰
블런스가 9.7%이였으며,병원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5.2%로 가장
높았고,보험종류는 의료보험이 91.1%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는 8.9%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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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간경변 환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n=124

항목 구분 빈도 %

연령

30대 이하 4 3.2
40대 27 21.8
50대 36 29.0
60대 이상 57 46.0

성별 남자 87 70.2
여자 37 29.8

결혼상태
미혼 10 8.1
기혼 104 83.9
기타 10 8.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0 40.3
고등학교 졸업 43 34.7
대학교 졸업 이상 31 25.0

직업 있다 30 24.2
없다 94 75.8

가족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6 29.0
100∼300만원 57 46.0
300∼500만원 27 21.8
500만원 이상 4 3.2

병원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

버스 42 33.9
자가용 46 37.1
택시 6 4.8
지하철 18 14.5
기타 12 9.7

병원까지
오는데
소요 시간

30분 이내 8 6.5
1시간 이내 56 45.2
2시간 이내 42 33.9
2시간 이상 18 14.5

보험 종류
의료보험 113 91.1
의료급여 11 8.9
기타 0 0.0



- 25 -

(2)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으로는 입원 경로,입원기간,최근 6개월 이내 입원 경
험,발병 후 병원 입원 횟수,신체적 기능 상태,현재 입원 시 간호를 제공하는 사
람,입원비의 부담 정도,입원 치료 만족도를 파악하였다<표 7>.
입원 경로는 응급실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총 입원기간은 31일 이상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6∼30일,8∼15일,7일 이하 순으로 나타났
다.최근 6개월 이내 입원 경험은 79.8%가 있었고 발병 후 병원 입원 횟수는 5회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으며,신체적 기능 상태는 혼자서 거동이 가능이 41.9%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 38.7%,전혀 거동할 수 없음
이 19.4%의 순으로 나왔다.현재 입원 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는 배우자가
6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간병인 16.1%,자녀 11.3%,부모 6.5%순 이
였으며,입원비의 부담 정도는 부담 된다가 46.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매우 부담
된다 35.5%,보통이다 16.1%,그리고 부담되지 않는다 1.6%의 순서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 만족도는 37.9%를 차지한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만족
한다 29.8%,만족하지 않는다 2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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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간경변 환자의 질병관련 특성 분포
n=124

항목 구분 빈도 %

입원 경로 응급실 81 65.3
외래 43 34.7

입원기간

7일 이하 2 1.6
8∼15일 28 22.6
16∼30일 36 29.0
31일 이상 58 46.8

최근 6개월 이내
입원 경험

있다 99 79.8
없다 25 20.2

발병 후 병원 입원
횟수

5회 이하 71 57.3
5∼10회 20 16.1
11∼15회 15 12.1
16회 이상 18 14.5

신체적 기능 상태
혼자서 거동이 가능 52 41.9
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 48 38.7
전혀 거동할 수 없음 24 19.4

현재 입원 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

배우자 80 64.5
자녀 14 11.3
형제,자매 2 1.6
부모 8 6.5
간병인 20 16.1

입원비의 부담
정도

매우 부담 된다 44 35.5
부담된다. 58 46.8
보통이다 20 16.1
부담되지 않는다 2 1.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 0.0

입원 치료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2 1.6
만족한다 37 29.8
보통이다 47 37.9
만족하지 않는다 35 28.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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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1)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인식으로는 가정간호에 대한 인지정도,필요성 여
부,이용의사를 보았다<표 8>.가정간호사에 대한 인지 정도는 ‘전혀 들어보지 못
함’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으로 ‘명칭만 들어봄’이 43.5%,‘약간 알고
있음’이 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가
정간호에 대해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는 대상자는 48.3%로 ‘전혀 들어보지 못함’
51.6%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의 필요성 여부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76.6%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

하다’가 20.2%,‘보통이다’가 3.2%,‘필요하지 않다’가 1.6%로 나타났다.
가정간호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5.1%였으며,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4.9%로 나타났다.

표 8.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인식 분포
n=124

변수 구분 빈도 %

가정간호 인지
전혀 들어보지 못함 64 51.6
명칭만 들어봄 54 43.5
약간 알고 있음 6 4.8
상세히 알고 있음 0 0.0

필요성 여부

매우 필요하다 93 76.6
필요하다 25 20.2
보통이다 4 3.2
필요하지 않다 2 1.6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0.0

가정간호
이용의사

이용의사 있음
이용의사 없음

118 95.1
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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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이용의사에 대한 항목에서는 이용의사가 있는 응답자 118명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그 이유로 ‘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로 계속 효과적으
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가족이 환자를 돌보기가
편리할 것 이므로’가 22.0%,다음으로 ‘병원생활이 불편하고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가 20.3%,‘치료비가 입원해 있는 것보다 적게 들 것이
므로’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가정간호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6명에 대한 응
답 결과 ‘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각각 33.3%로 많았으며 ‘가족들의 돌봄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서’,‘가정간호의 이용 과정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각
16.7%로 같게 나왔다<표 9>.

표 9.가정간호 이용 및 미 이용 의사에 대한 이유 분포

*복수응답

이용의사                          항목 빈도    %

있다(*)

치료비가 입원해 있는 것보다 적게들 것이므로
가족이 환자를 돌보기가 편리할 것이므로(가족의 편안함)
병원생활이 불편하고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 마음이 더 편
할 것 같음(환자의 정서적 안정)
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로 계속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므로(계속적 질병관리)

32
52
48

104

13.6
22.0
20.3

44.1

없다(*)

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가족들의 돌봄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정간호의 이용 과정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4
4
2
2

33.3
33.3
16.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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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 파악 결과는 <표 10>과 같
다.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는 최소 36점에서 최대 180점 이었고 평균
157.05점으로 중간값 93점과 비교했을 때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가정간호에 대한 각 영역별 평균은 기본간호 영역 평균 40.69점
(평균평점 4.52),검사의뢰 영역 평균 9.34점(평균평점 4.67),투약 및 주사 영역
평균 14.97점(평균평점 4.99),치료적 간호 영역 평균 43.00점(평균평점 3.91),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 평균 49.05점(평균평점 4.46)으로 나타났다.투약 및 주사 영역
과 검사의뢰 영역,기본간호 영역의 요구도가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과 치료적
간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가정간호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
n=124

가정간호 요구 5점 척도 중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필요도가 있는 것으
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가정간호의 문항별 필요도 결과는 <표 11>과 같다.

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기본간호 9 40.69±3.74 4.52±0.42

검사의뢰 2 9.34±1.14 4.67±0.57

투약 및 주사 3 14.97±0.18 4.99±0.06

치료적 간호 11 43.00±6.81 3.91±0.62

교육훈련 및 상담 11 49.05±3.48 4.46±0.32

계 36 157.05±15.35 4.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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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필요도는 투약 및 주사영역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간호 영역
89.2%,검사의뢰 영역 88.7%,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 88.3%순으로 나타났다.치
료적 간호 영역은 6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본간호 영역의 9가지 문항에 대한 가정간호 요구에서 ‘동통 관리를 한다’가

99.2%로 가장 높았고,‘구강간호를 한다’가 5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검사의뢰 영역에 대한 2가지 문항에서는 ‘혈액,소변,대변,가래,상처 분비물

의 검사물을 채취한다’항목이 99.2%로,‘요당검사,혈당검사를 한다’항목 78.2%
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투약 및 주사영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항생제,수
액,알부민 등)’,‘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속도조절)’모
두 100%로 나타났다.
치료적 간호 영역에 대한 11가지 문항에서는 ‘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

시 및 관장법을교육 한다(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가 100%로 가장 높았고,반면
‘쇄골 하 정맥관을 간호한다’가 1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의 11가지 문항에서는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 adrenergic
blocker,항바이러스제)’,‘회복 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
상에 대해 교육한다(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저단백식이,탈수증
상 등)’,‘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 증상에 대해 교육한다(오심,복
통,어지러움,대변양상변화 등)’가 100%로 나타났고,반면 ‘음주 습관 관찰 및 금
주 교육을 한다’가 3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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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가정간호에 대한 문항별 필요도 분포
n=124

영역 문항 빈도 %

기본간호

1.신체의 이상여부를 검진한다.(체중,부종,피부색 등) 116 93.5
2.혈압,체온,맥박,호흡수를 측정한다. 116 93.5
3.의식정도와 활동정도를 사정한다. 118 95.2
4.욕창 예방 간호를 한다.(체위 변경,등 마사지) 89 71.8
5.장음청진 후 필요시복부마사지,온찜질을 한다.(장폐색증 예방) 122 98.4
6.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120 96.8
7.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122 98.4
8.구강간호를 시행한다. 70 56.5
9.동통 관리를 한다. 123 99.2

검사의뢰 1.혈액,소변,대변,가래,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123 99.2
2.요당 검사,혈당검사를 한다. 97 78.2

투약 및
주사

1.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 124 100.0
2.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
(항생제,수액,알부민 등)

124 100.0

3.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속도조절) 124 100.0

치료적
간호

1.욕창 및 상처를 소독,드레싱을 교환한다. 97 78.2
2.쇄골하정맥관을 간호한다. 24 19.4
3.대변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 한다.
(락툴로즈,글리세린 관장)

124 100.0

4.고칼륨혈증 환자에게 calcium polystyrenesulfonate약물 관장을 한다. 119 96.0
5.소변 카테터 삽입 및 교환해 준다. 73 58.9
6.방광 요도 세척을 해준다. 70 56.5
7.단순 도뇨 실시 및 도뇨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86 69.4
8.호흡유지를 위해 습도유지,기도흡인,산소공급,nebulizer를 해준다. 99 79.8
9.치료용 삽관 세척,소독,배액량을 관찰 한다.
(PTBD튜브,PCD튜브 등)

80 64.5

10.튜브(코줄)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고 튜브를 교환해준다. 61 49.2
11.임종 준비를 위한 영적 간호를 한다. 83 66.9

교육훈련
및 상담

1.환자상태와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식이요법을 교육 한다.
(고,저단백식,저염식,고칼로리식)

118 95.2

2.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41 33.1
3.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
(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adrenergicblocker,항바이러스제)

124 100.0

4.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을 실시,교육해 준다. 78 62.9
5.회복 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성혼수,출혈)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124 100.0

6.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 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저단백식이,탈수증상 등)

124 100.0

7.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오심,복통,어지러움,대변양상 변화 등)

124 100.0

8.황달로 인한 피부 문제시 피부 간호를 시행,교육한다. 123 99.2
9.필요한 경우 타 과의 관련 의료팀과의 연계주선을 한다. 123 99.2
10.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를 하여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119 96.0

11.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가르친다. 106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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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상자의 특성과 가정간호 요구도와의 관계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는 <표 12>와 같
다.일반적 특성 중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 변수는 학력,직업,소득수준,교통수단,소요시간이었다.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인 대상자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보다 기

본간호 요구가 높았고(F=3.22,p=0.04),고등학교 졸업인 대상자가 대학교 졸업 이
상인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요구가 높았으며(F=3.89,p=0.02),중학교 졸업 이하
인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인 대상자와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보다 교육 훈
련 및 상담 영역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F=10.37,p=0.00).
소득 수준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대상자가 500만원 이상의 대상자보다 기본

간호 요구가 높았고(F=3.22,p=0.03),100만원 미만의 대상자가 100만원∼300만원
의 대상자보다 검사의뢰 요구가 높았으며(F=3.65,p=0.01),100만원 미만의 대상자
가 300만원∼500만원,500만원 이상의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요구가 높았고
(F=6.08,p=0.00),100만원 미만의 대상자가 500만원 이상의 대상자보다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3.26,p=0.02).
교통수단의 경우 기타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상

자보다 기본간호 요구가 높았고(F=5.61,p=0.00),버스와 자가용,기타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상자보다 투약 및 주사 요구가 높았으며(F=7.27,
p=0.00),기타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버스와 자가용,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7.46,p=0.00).
소요시간의 경우 2시간 이내의 대상자가 1시간 이내의 대상자 보다 검사의뢰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4.3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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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 n=124

    
  

 1), 2), 3), 4)
 Tukey 사후 검정 결과       

구분 기본간호 검사의뢰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훈련 및 상담
M SD F P M SD F P M SD F P M SD F P M SD F P

연
령
40대 이하 39.67 4.28 1.55 0.22 9.40 1.38 0.27 0.77 14.93 0.25 1.86 0.16 41.73 8.58 1.95 0.15 48.73 3.92 1.49 0.23
50대 41.17 2.89 9.22 1.05 14.94 0.23 42.00 5.82 49.89 3.04
60대 이상 40.93 3.87 9.38 1.07 15.00 0.00 44.28 6.23 48.69 3.47

성
별
남 40.91 3.47 1.01 0.32 9.34 1.03 0.00 0.97 14.98 0.15 0.87 0.35 42.68 7.10 0.66 0.42 48.70 3.36 3.01 0.09
여 40.17 4.33 9.33 1.39 14.94 0.23 43.78 6.07 49.89 3.67

학
력

중학교졸업이하 41.481) 2.68 3.22 000...000444 9.32 1.17 1.13 0.33 15.00 0.00 1.46 0.24 43.04 6.02 3.89 000...000222 50.521)2) 2.67 10.37 000...000000
고등학교졸업 40.76 4.74 9.52 1.19 14.95 0.22 44.861) 7.60 48.671) 4.18
대학졸업이상 39.381) 3.41 9.13 1.01 14.94 0.25 40.501) 6.26 47.252) 2.58

직
업
있다 40.07 2.30 1.11 0.29 9.40 1.10 0.11 0.74 14.93 0.25 1.49 0.22 40.80 7.81 4.24 000...000444 49.73 3.07 1.54 0.22
없다 40.89 4.08 9.32 1.16 14.98 0.15 43.70 6.35 48.83 3.59

소
득

100만원 미만 41.561) 2.93 3.22 000...000333 9.831) 0.51 3.65 000...000111 15.00 0.00 1.69 0.17 45.831)2) 5.82 6.08 000...000000 50.111) 2.24 3.26 000...000222
100만원~300만원 40.29 4.12 9.071) 1.35 14.93 0.26 43.04 5.86 48.82 4.04
300만원~500만원 41.07 3.56 9.21 1.17 15.00 0.00 40.501) 8.29 48.71 3.36
500만원 이상 36.001) 2.31 9.50 0.58 15.00 0.00 34.502) 2.89 45.001) 0.00

교
통
수
단

버스 41.38 3.39 5.61 000...000000 9.57 0.86 1.28 0.28 15.001) 0.00 7.27 000...000000 41.711) 7.21 7.46 000...000000 49.71 3.93 1.77 0.14
자가용 39.571) 3.69 9.35 1.10 15.002) 0.00 43.482) 6.01 48.57 2.95
택시 44.00 1.55 9.00 1.55 15.00 0.00 46.67 7.23 51.00 1.55
지하철 39.112) 4.38 8.89 1.64 14.781)2)3) 0.43 38.673) 4.95 47.78 4.28
기타 43.331)2) 1.56 9.33 0.98 15.003) 0.00 50.331)2)3) 3.50 49.50 2.32

소
요
시
간

30분 이내 42.50 2.33 2.81 000...000444 8.75 1.39 4.32 000...000111 15.00 0.00 1.69 0.17 41.50 9.21 0.23 0.87 46.25 2.76 2.76 0.05
1시간 이내 39.71 4.64 9.181) 1.32 14.93 0.26 43.04 6.80 48.89 3.58
2시간 이내 41.57 2.68 9.811) 0.51 15.00 0.00 42.86 6.96 49.90 3.32
2시간 이상 40.89 2.30 9.00 1.19 15.00 0.00 43.89 5.69 48.7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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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상자의 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발병 후 입원 횟수,신체적 기능상태,간호 제공자,
입원비 부담정도,입원치료 만족도로 나타났다<표 13>.
발병 후 입원 횟수의 경우 5∼10회인 대상자가 11∼15회인 대상자보다,16회

이상인 대상자가 11∼15회인 대상자보다 기본간호 요구가 높았고(F=4.95,p=0.00),
16회 이상인 대상자가 5회 이하인 대상자보다 검사의뢰 요구가 높았으며(F=3.97,
p=0.01),5회 이하인 대상자와 16회 이상인 대상자가 11∼15회인 대상자보다 치료
적 간호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19.33,p=0.00).
신체적 기능상태의 경우 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보다,전혀 거동할 수 없음의 대상자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대상
자보다,전혀 거동할 수 없음의 대상자가 거동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보다
기본간호 영역의 요구가 높았고(F=15.15,p=0.00),거동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
상자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보다,전혀 거동할 수 없음의 대상자가 혼자
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와 거동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영역의 요구가 높았으며(F=19.33,p=0.00),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혼
자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보다 교육훈련 및 상담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F=6.20,p=0.00).
입원비 부담 정도의 경우 매우 부담 된다의 대상자가 부담된다,보통이다,부담

되지 않는다의 대상자 보다 기본간호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F=7.04,p=0.00),
매우 부담 된다의 대상자가 부담된다,부담되지 않는다의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5.97,p=0.00).
입원치료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보통이다,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대상자가 매우 만족 한다의 대상자보다 기본간호 요구(F=7.13,p=0.00),
와 검사의뢰 요구(F=10.22,p=0.00),투약 및 주사 요구가 높았고(F=30.33,p=0.00),
보통이다,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대상자가 매우 만족 한다의
대상자 보다,만족하지 않는다의 대상자가 만족 한다의 대상자보다 치료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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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높았으며(F=5.96,p=0.00),만족 한다,보통이다의 대상자가 매우 만족 한다
의 대상자보다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F=5.53,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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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질병 관련 특성에 따른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                                                                         n=124

   
 1), 2), 3), 4)

 Tukey 사후 검정 결과  

구분 기본간호 검사의뢰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훈련 및 상담
M SD F P M SD F P M SD F P M SD F P M SD F P

입원
경로

응급실 41.08 3.55 2.37 0.13 9.23 1.26 2.27 0.13 14.98 0.16 0.38 0.54 43.45 6.68 0.98 0.32 48.80 3.15 1.15 0.29
외래 40.00 4.01 9.55 0.85 14.95 0.21 42.18 7.05 49.50 4.01

입원
일수

7일 이하 39.00 0.00 1.19 0.32 10.00 0.00 2.04 0.11 15.00 0.00 0.53 0.66 52.00 0.00 2.63 0.05 52.00 0.00 2.01 0.12
8-15일 41.79 2.75 9.71 0.81 15.00 0.00 42.00 8.68 50.21 3.18
16-30일 40.61 4.24 9.06 1.09 14.94 0.23 41.44 6.50 48.61 3.42
31일 이상 40.28 3.83 9.31 1.27 14.97 0.18 44.14 5.69 48.66 3.60

6개월내
입원경험

있다 40.49 3.80 1.39 0.24 9.33 1.14 0.05 0.82 14.96 0.20 1.09 0.30 42.69 6.97 0.94 0.33 48.73 3.27 3.89 0.05
없다 41.46 3.46 9.38 1.17 15.00 0.00 44.15 6.17 50.23 4.04

발병 후
입원
횟수

5회 이하 40.31 3.73 4.95 000...000000 9.061) 1.30 3.97 000...000111 14.94 0.23 1.06 0.37 43.601) 6.48 5.13 000...000000 49.14 3.72 0.45 0.72
5~10회 41.821) 3.05 9.73 0.88 15.00 0.00 43.55 6.95 49.45 2.02
11~15회 38.291)2) 4.50 9.43 0.94 15.00 0.00 36.711)2) 6.34 49.00 3.80
16회 이상 42.672) 2.57 9.891) 0.32 15.00 0.00 44.892) 6.07 48.22 3.78

신체적
기능
상태

혼자서거동이 가능 39.121)2) 4.13 15.15 000...000000 9.19 1.25 0.75 0.48 14.92 0.27 2.93 0.06 40.081)2) 6.84 19.33 000...000000 48.001) 4.03 6.20 000...000000
거동 하는데 도움이 필요 40.921)3) 3.15 9.46 1.05 15.00 0.00 43.041)3) 5.88 50.331) 2.50
전혀거동할 수없음 43.672)3) 1.27 9.42 1.06 15.00 0.00 49.252)3) 3.69 48.75 3.15

간호
제공자

배우자 40.33 3.64 1.03 0.40 9.38 1.02 4.09 000...000000 14.981) 0.16 3.63 000...000111 42.40 6.99 2.09 0.09 48.78 3.49 0.79 0.54
자녀 41.86 2.25 10.001) 0.00 15.002) 0.00 47.00 4.33 50.29 2.05
형제,자매 41.00 0.00 8.00 0.00 15.00 0.00 37.00 0.00 50.00 0.00
부모 39.75 6.73 8.251) 2.19 14.751)2)3) 0.46 45.25 10.21 48.25 5.57
간병인 41.70 3.50 9.30 1.13 15.003) 0.00 42.30 5.11 49.50 3.38

입원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 된다 42.321)2)3) 2.65 7.04 000...000000 9.64 0.84 1.59 0.19 15.00 0.00 1.50 0.22 45.861)2) 5.40 5.97 000...000000 49.50 3.03 1.40 0.25
부담 된다 40.141) 3.56 9.17 1.16 14.97 0.18 41.691) 6.44 48.72 3.49
보통이다 39.402) 4.79 9.20 1.58 14.90 0.31 41.60 8.44 49.40 4.28
부담되지 않는다 34.003) 0.00 9.00 0.00 15.00 0.00 32.002) 0.00 45.00 0.00

입원
치료
만족도

매우 만족 한다 29.001)2)3)4) 0.00 7.13 000...000000 5.001)2)3)4) 0.00 10.22 000...000000 14.001)2)3)4) 0.00 30.33 000...000000 29.001)2)3) 0.00 5.96 000...000000 40.001)2) 0.00 5.53 000...000000
만족 한다 40.751) 3.59 9.291) 1.03 14.961) 0.20 41.384) 7.00 48.921) 3.40
보통이다 40.742) 3.41 9.502) 0.98 15.002) 0.00 43.851) 6.05 49.652) 3.24
만족하지 않는다 43.003) 1.15 9.003) 1.15 15.003) 0.00 51.002)4) 0.00 46.50 1.73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45.004) 0.00 10.004) 0.00 15.004) 0.00 51.003) 0.00 46.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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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시 제공받는 간호 서비스 내용을 문
헌고찰과 의무기록을 통해 가정간호 요구도 내용을 조사하고 퇴원 후 가정에서의
가정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간경변 환자를 위한 가정 간호를 계획하는데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이에 본 장에서는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과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결과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선행논문이 없어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내용을 알기 위해 문헌고찰과 의무기록 내용 분석을 시행하였다.
간경변 환자의 연령은 문헌고찰 결과 40,50대의 중년 남성층에서 높은 이환률

을 보고하였는데 의무기록 분석 결과 또한 40,50대가 61.3%로 높은 결과를 나타
냈다.일 3차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이
77.3%로 높았으며(김덕선,2003),일 대학병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연
구에서도(김정남 등,2000),일 병원의 가정간호활동의 연구에서도(서순림 등,
2001)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낸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40,50대
는 경제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이나
간경변 환자의 경우 중년 남성의 이환률이 높아 가정 내에서나 국가적으로 손실
이었으나,가정간호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퇴원을 권유,유도시키는 방법은 생산성
을 제고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헌고찰 상 간경변증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 남아 있는 간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합병증 관리,증상완화 등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보고와 같이 의무기록 분석
결과 또한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복수 조절,간성혼수 예방 등 보존적
치료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무기록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파악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타당도를 거치면서 수혈을 한다,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다,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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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병원에 재원중인 간경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기에 이러한 항목은 가정에서 시행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성별은 남

자가 70.2%를 차지해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입원비 부담정도는 부담 된다가
46.8%를 차지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 1.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진료비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008년 5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
활동참가율이 남성이 74.4%,여성이 51.1%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족의 주된
소득원인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진료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 월 평균 소득은 100∼300만원이 46.0%,100만원 미만이 29.0%로 나타나,

종합병원 장기입원환자의 재원사유를 분석한(박희옥,2000)연구결과의 100만원
미만 53.3%,100∼300만원이 39.2%의 결과에 비해 저소득층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병원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5.2%,2시간 이내 33.9%순으로 나
타났으며,총 입원기간은 31일 이상이 46.8%로 가장 높았다.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유료요양의 이용 의사를 조사한 조영희(1998)의 연구

결과에서 요양원이 거주지로부터 1시간 이내일 경우에 이용하겠다가 81.6%응답한
것을 본다면 집에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는 장기입원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체적 기능 상태는 혼자서 거동 가능이 41.9%로 가장 많았으나,그 다음으로

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 38.7%,전혀 거동할 수 없음이 19.4%를 차지하였다.이는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입원환자가 많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주치의와 협조 하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에 가정간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세운다면 병상의 효율적인 관리와 급성환자들의 의
료이용이 보다 용이하리라고 보여 진다.
입원 시 주 간호 제공자는 배우자가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7.9%로 보고한 장기재원환자의 특성 및 가정간호 요구도의 연구결과(이윤휘,
2005)와 56.3% 로 보고한 박희옥(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간경변 환자가 가정간호에 대해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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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동국(2003)의 연구결과 64.8%와 이윤휘
(2005)의 71%와 서진영(2002)의 연구에서 보고한 51.9%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상자들의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최화영(2001)과 정수경(2004)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부족으로 인지 정도가 낮아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한 바 있다.그러므로 앞으로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
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의 내용,이
용방법,비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가정간호사업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가정
간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아져 가정간호 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체계적이
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가정간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6.8%로 이는 이윤휘(2005)의 장기 재원환자의 특성 및 가정간호 요구도 연구에서
의 65.4%와 송영선(1997)의 연구결과 87.2%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정간호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95.1%로 이윤휘(2005)

의 57%와 서진영(2002)의 연구결과 77%보다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대부분 배우자가 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환자의
질병 상태를 관찰하거나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지적인 간호 수행 능력이 부족
함을 알 수 있어 따라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간호를 이용하려는 첫 번째 이유로 ‘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

로 계속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이윤휘
(2005)의 장기재원환자의 특성 및 가정간호 요구도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반면에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
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가 각
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 결과는 종합병원의 뇌 ·척수 ·근골격계 입
원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요구를 조사한 김귀재(1994)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않
겠다는 응답은 아직 가정간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정간호 서비스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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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를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추측한 것이
므로,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대
상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높은 수준으로 가정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총체
적인 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간호 요구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투약 및 주사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검

사의뢰 영역,기본간호 영역,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치료적 간호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투약 및 주사영역은 의무기록 분석 상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
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
는다(항생제,수액,알부민 등)’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에
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피하주사,혈관주사를 놓는다(항생제,수액,
알부민 등)’와 ‘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교육을 한다(속도조절)’의 요
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직접 할 수 없는 가정전문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간호행위이기 때문에 요구도가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는 최화영(2001)과 민태자(1997),이윤휘(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반면 치료적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 이유로는 쇄골 하

정맥관을 가지고 있거나,욕창이 있는 경우,배뇨에 문제가 있는 경우,튜브를 가
지고 있는 경우,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특수한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
기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이러한 건강문제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 및 상담영역 의무기록 분석에서는 ‘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간

성혼수,출혈)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가정간호 요구도 조사에서도 이를 포함해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이뇨제,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 adrenergic
blocker,항바이러스제)’,‘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
해 교육한다(의식변화,퍼덕이기 진전,수면양상,변비,저단백식이,탈수증상 등)’,
‘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 증상에 대해 교육한다(오심,복통,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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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대변양상변화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합병증 예방에 대
한 교육,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담과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도 등에
대해 대상자들이 퇴원을 앞두고 있거나 집에 돌아갔을 때 병원과 환경이 다르고
가족의 돌봄과 자가 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불안해하고 당황해 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필요한 건강관리,합병증 예방과 건강회복·증진 방법 등에 대
한 교육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 진다.이는 김귀재(1994),최화영(2001),
이윤휘(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또한 퇴원 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받아갈 뿐만 아니라 그 복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은 사람이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는 약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간경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증상
조절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약 이므로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약 복용
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작용이나 증상 등을 설명해 주
고 지속적인 약 복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반면 교육훈련 및 상담영역의 요구도가 낮은 이유로는 이미
진행된 간경변으로 금주 중인 환자가 많아 ‘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항목에서의 요구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경변 환자의 가정 간호에 대한 인식 및 간호요구

를 조사하는 것은 가정 간호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가정간호 서비스 대상자 확대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원 후 가정에서 간경변 환자의 자기 관
리 능력과 가족의 돌봄을 지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간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정간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가정간호
제공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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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간경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호 활동을 기반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5개 영역의 28개 간호서비스 항목을
기초로 가정간호 영역 결정 및 내용분석틀을 개발 후 간경변 환자에 대한 영역별
가정간호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서
울시 소재 S대학병원 소화기 병동에서 간경변으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의
무기록지 31개를 선정하여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의료서비스내용을 5개 영역별로
파악하여 36항목으로 구성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도구를 개발하
였다.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전문간호사 9명과 내과 전공의 3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가 검토한 후 완성하였다.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는 2008년 4월 23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였다.서울

시 소재 S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S대학병원과 B시립병원 간
호과에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환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간경변으로 입원
한 환자 12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t-test및 ANOVA,Tukey사후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1)문헌고찰을 통한 간경변 환자의 간호 서비스 항목은 5개 영역의 28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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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을 결정 후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였고 5개 영역의 39항목인 간
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이 확인되었다.

(2)의무기록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타당도를 거쳐 가정에서 시행하
기 부적절한 수혈을 한다,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다,경피적 산소 분압을
검사한다(Oxymetry)는 제외하고 최종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으로는 5개 영
역의 36항목으로 기본간호 9문항,검사의뢰 2문항,투약 및 주사 3문항,치
료적 간호 11문항,교육 훈련 및 상담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요구도

(1)간경변 환자의 연령은 40-50대가 50.8%,성별은 남자가 70.2%로 여자보다
많았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40.3%,직업은 없다가 75.8%로 가장 높았다.가족 월 평균 소득은
100∼300만원이 46.0%,병원까지 오는데 이용하는 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7.1%,병원까지 오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5.2%,보험종류는 의료
보험이 91.1%로 가장 많았다.

(2)입원 경로는 응급실이 65.3%,입원기간은 31일 이상이 46.8%로 많았으며
최근 6개월 이내 입원 경험은 79.8%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신체적 기
능 상태는 혼자서 거동이 가능이 41.9%로 나타났다.입원 시 주 간호 제공
자는 배우자가 64.5%,입원비 부담정도는 부담 된다가 46.8%로 가장 많았
고 입원 치료 만족도는 37.9%를 차지한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대답으로
나왔다.

(3)가정간호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혀 들어보지 못함이 51.6%로 나타났으며
필요성 여부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76.6%,필요하다가 20.2%로 96.8%의
대상자가 가정 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원 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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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를 이용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5.1%로 나타났다.

(4)가정간호 이용 이유로는 ‘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로 계속 효
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므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가정
간호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가 각각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가정간호 요구도는 평균 157.05점으로 중간값 93점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
간호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6)가정간호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는 투약 및 주사 영역이 평균 14.97(평균평
점4.99±0.06)로 가장 높았으며,검사의뢰 영역 9.34(4.67±0.57),기본간호
영역 40.69(4.52±0.42),교육훈련 및 상담 영역 49.05(4.46±0.32),치료적
간호 영역 43.00(3.91±0.62)순으로 나타났다.

(7)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력,직업,소득수준,교통수단,소요시간이었다.

(8)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영역별 가정간호 요구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발병 후 입원 횟수,신체적 기능상태,간호
제공자,입원비 부담정도,입원치료 만족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경변 환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은 기본간호,검사의뢰,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훈련 및 상담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다수는 가정간호
이용의사가 있으며 요구도가 높았다.그러나 가정간호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
상자들이 많아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제
도의 내용,이용방법,비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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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언언언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제언한다.

1)간경변 환자를 위한 홍보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2)간경변 환자에게 가정간호 시행 전,후 보호자 부담감 및 만족도에 대한 연
구를 제언한다.

3)간경변 환자의 퇴원교육내용 개발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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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간경변 환자의 간호서비스 내용분석틀

1.성별 : 2.연령 :
3.입원기간 : 4.주호소 :
5.부상병명 : 6.질병 이환 기간 :
7.퇴원시 상황 :

기타 :

영역 서비스 내용 빈도(%)

기본간호

검사의뢰

투약 및 주사

치료적 간호

교육 훈련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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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대상자용 가정간호 요구도 조사 설문지

설설설 문문문 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간경변 환자에게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어려우시더라도 성의 있게 끝까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가정간호전공
연 구 자 :박 유 라
연 락 처 :010-3129-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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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간경변간경변간경변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내용에내용에내용에내용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피험자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본인은본인은본인은본인은  간경변간경변간경변간경변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가정간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내용에내용에내용에내용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에에에에 관한관한관한관한 배경배경배경배경, 방법방법방법방법, 

효과효과효과효과 등에등에등에등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설명을설명을설명을설명을 듣고듣고듣고듣고 이해하였습니다이해하였습니다이해하였습니다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본인은본인은본인은 상기상기상기상기 연구에연구에연구에연구에 

참여하기를참여하기를참여하기를참여하기를 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 의사에의사에의사에의사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본본본본 연구에연구에연구에연구에 동의한동의한동의한동의한 경우라도경우라도경우라도경우라도 

언제든지언제든지언제든지언제든지 철회할철회할철회할철회할 수수수수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확인하였습니다확인하였습니다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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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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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H.P.:

연구자

성명 (서명)

연락처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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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번호에 O로 표기해 주십
시오.

1.귀하의 연령은?
1)30대 이하 2)40대 3)50대 4)60대 이상

2.성별은?
1)남 2)여

3.결혼 상태는?
1)미혼 2)기혼 3)기타

4.학력은?
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대학 졸업 이상

5.직업은?
1)있다 2)없다

6.가족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부수입 포함)
1)100만원 미만 2)100만원∼300만원 미만
3)300만원∼500만원 4)500만원 이상

7.집에서 본 병원까지 오는데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1)버스 2)자가용 3)택시 4)지하철 5)도보 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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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집에서 본 병원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30분 이내 2)1시간 이내 3)2시간 이내 4)2시간 이상

9.보험의 종류는?
1)의료보험 2)의료급여 3)기타

ⅡⅡⅡ...질질질병병병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1.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입원하셨습니까?
1)응급실 2)외래

2.총 입원기간은 며칠째 입니까?
1)7일 이하 2)8-15일 3)16-30일 4)31일 이상

3최근 6개월 이내 입원경험이 있습니까?
1)있다 2)없다

4.발병 후 병원 입원 횟수는?
1)5회 이하 2)5∼10회 3)11∼15회 4)16회 이상

5.신체적 기능 상태는 어떠십니까?
1)혼자서 거동이 가능 2)거동하는데 도움이 필요
3)전혀 거동할 수 없음

6.현재 입원 시 주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배우자 2)자녀 3)형제,자매 4)부모 5)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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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원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1)매우 부담 된다 2)부담 된다 3)보통이다
4)부담되지 않는다 5)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8.입원 치료에 대해 만족합니까?
1)매우 만족 한다 2)만족 한다 3)보통이다
4)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ⅢⅢⅢ...가가가정정정간간간호호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인인인식식식 및및및 요요요구구구의의의사사사

1.가정간호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1)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
2)명칭만 들어보았다.
3)간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4)간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 내용과 방법 등 상세히 잘 알고
있었다.

2.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필요하다 2)필요하다 3)보통이다 4)필요하지 않다 5)매우 필요하지 않다

3.주치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원 후에 이 병원의 간호사가 집에 방문
하여 가정간호를 제공한다면 가정간호를 받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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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간호를 받겠다.(이 중 2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 이유는 (1)치료비가 입원해 있는 것보다 적게들 것이므로(경제적)
(2)가족이 환자를 돌보기가 편리할 것이므로(가족의 편안함)
(3)병원생활이 불편하고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 마음이 더 편안할

것이므로(환자의 정서적 안정)
(4)주치의와의 협의 하에 간호를 해주므로 질병을 계속 효과적으

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므로(계속적인 질병관리)
(5)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2)가정간호를 받지 않겠다.(이 중 2가지 항목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간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2)병원보다 좋은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3)비용이 부담되므로
(4)가족들의 돌봄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5)가정간호의 이용과정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6)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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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음은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제공해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본인이 가정간
호를 받을 경우 아래의 항목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표 해주십시오.

영역 항   목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기본

간호

1. 신체의 이상여부를 검진한다.

(체중, 부종, 피부색 등)

2. 혈압, 체온, 맥박, 호흡수를 측정한다. 

3. 의식정도와 활동정도를 사정한다. 

4. 욕창예방 간호를 한다. 

(체위변경, 등마사지)

5. 장음 청진 후 필요시 복부 마사지, 온찜질을 한다. 
(장폐색증 예방)

6.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7.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8.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9. 동통 관리를 한다.

검사

의뢰

1. 혈액, 소변, 대변, 가래, 상처분비물의 검사물을 

채취한다. 

2. 요당 검사, 혈당검사를 한다.

투약

및

주사

1. 주치의에게 환자상태 보고 후 처방을 받아 투약을 

한다.

2.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근육주사, 피하주사, 
혈관주사를 놓는다. (항생제, 수액, 알부민 등)

3. 주사요법 중에 있는 환자의 수액감시, 교육을 한다.
(속도조절)

치료적

간호

1. 욕창 및 상처를 소독, 드레싱을 교환한다.  

2. 쇄골하정맥관을 간호한다. 

3. 대변 보기 힘든 환자에게 관장 실시 및 관장법을 

교육 한다. (락툴로즈, 글리세린 관장)

4.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약물 관장을 한다.

5. 소변 카테터 삽입 및 교환해 준다. 

6. 방광 요도 세척을 해준다.

7. 단순 도뇨 실시 및 도뇨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8. 호흡유지를 위해 습도유지, 기도 흡인, 산소공급, 
nebulizer를 해준다. 

9. 치료용 삽관 세척, 소독, 액량을 관찰 한다.
(PTBD 튜브, PCD 튜브 등)

10.튜브(코줄)를 통한 영양공급을 하고 튜브를 

교환해준다.

11. 임종 준비를 위한 영적 간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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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영역 항   목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교육

훈련

및

상담

1. 환자 상태와 질병에 따른 양관리 식이요법을 교육 

한다. (고, 저단백식, 저염식,칼로리식)

2. 음주 습관 관찰 및 금주 교육을 한다.

3. 약 복용방법을 설명해주고 약의 효과 또는 

부작용을 교육한다. 

(이뇨제, 정맥류 조절을 위한 beta adregergic 

blocker, 항바이러스제)

4. 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을 실시, 교육해 

준다.

5. 회복촉진과 합병증 예방(복수, 간성혼수, 출혈)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지도를 한다.  

6. 간성뇌증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의식변화, 퍼덕이기 진전, 수면양상, 변비, 

저단백식이, 탈수증상 등)

7. 출혈예방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 및 조기증상에 

대해 교육한다. 

(오심, 복통, 어지러움, 대변 양상 변화 등)

8. 황달로 인한 피부문제 시 피부간호를 시행, 

교육한다. 

9. 필요한 경우 타 과의 관련 의료팀과의 연계주선을 

한다. 

10.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화를  

하여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11.신체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 가르친다. 



- 60 -

<<<AAABBBSSSTTTRRRAAACCCTTT>>>

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hhhooommmeeennnuuurrrsssiiinnngggnnneeeeeedddsssfffooorrr
llliiivvveeerrrccciiirrrrrrhhhooosssiiissspppaaatttiiieeennntttsss

PPPaaarrrkkk,,,YYYooouuuRRRaaa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HHHooommmeeeHHHeeeaaalllttthhhCCCaaarrreee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NNNuuurrrsssiiinnnggg
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researchisadescriptiveinvestigationinordertograsptheneedsfor
homenursingandvalidatethecontentsofhomenursingservicesbasedonthe
nursingactivitiessuppliedbylivercirrhosispatients.Afterthecontentanalysis
was developed by the basis of28 nursing service articles under5 fields
throughdocumentinvestigations,31medicaldocumentsofdischargedcirrhosis
patients,whohavebeen treatedfrom January 1st2008toMarch 31statS
UniversityHospital,wereselected.Thishasbeendoneinordertograspthe
contentsof homenursing servicesforthem.5medicalservicesthathave
been given to the patients were analyzed then an investigation toolwas
developedtofindoutthe36needsthatcirrhosispatientswant.Inorderto
determineitsvalidity,9homenursingexpertsand3expertsfrom theinternal
medicaldepartmenthaveexamined.
The investigation was on from April23rd 2008 to May 31st.AfterS

University’s ClinicalResearch Committee approved ofthe investigation,the
investigatorsalsofoundapprovalbeforehandfrom SUniversityHospit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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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dicalSchool’s SchoolofNursing to visitthe patients,explain the
investigation’spurposeandcollectdocumentsonlyfrom thosewhoacceptedto
beinvolved.124cirrhosispatientsfilledsurveysinaselfrecordingmethod.
The document analysis as computerized by the SPSS 10.0 and the

frequency,percentage,average,t-testand ANOVA were analyzed by the
TukeyVerification.
Theinvestigationresultsareasfollows.

1)Contentoflivercirrhosispatients’homenursingservice

(1)28articlesfrom 5fieldsofhomenursingserviceswerechosenafter
descriptiveinvestigationandmandatorymedicaldocumentswereanalyzed.
The39thservicewasfound.

(2)Undercarefulexaminationfrom expertsofthemedicaldocuments,
exceptforbloodtransfusionathome,bloodcultivationinvestigation,
andoxymetry,thefinalhomenursingservicesummarywascomposed
inthe36tharticleinthe5fieldswhichinclude,basicnursingaticle9,
investigationreliancearticle2,medicationandinjectionarticle3,clinical
nursingaticle11,andeducationaltrainingandcounselingarticle11.

2)Homenursingneedsoflivercirrhosispatients

(1)50.8% percentoflivercirrhosispatientsagefrom 40to50.Thenumber
ofMalepatientsis70.2% morethanthatofFemales’.83.9% are
married,40.3% receivedonlymiddleschooleducation,75.8% haveno
jobs.46.0% haveamonthlypayof100to300thousandwon,
37.1% usetheirowncarstocometothehospital,45.2% takeat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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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ourtocometothehospital,91.1% usemedicalinsurance.

(2)65.3% havecomethroughtheemergency,morethan31days46.8%
stayedinthehospitalformorethan31daysandrecently,79.8% have
answeredthattheyhavestayedmorethan6months.41.9% canmove
ontheirown,64.5% arenursedbytheirspouse,46.8% feelpressured
from highmedicalfees,37.9% haveaveragesatisfactionbytheir
medicaltreatments.

(3)51.6% werenotawareoftheneedsofhomenursing,76.6% feltthat
suchneedswereabsolutelyneeded,and20.2% feltthatsuchneeds
wereaverage.96.8% feltthatsuchneedswereusefuland91.5% have
answeredtohireahomenurse.

(4)44.1% answeredthatthe‘efficienttreatmentandnursingunderthe
approvaloftheirdoctors’wasthereasonwhytheywouldusehome
nursing.Ontheotherhand33.3% answeredthattheywouldnotuse
homenursingbecausetheyassumethattheywouldnotbetreatedas
wellasinthehospitalandthinkthatitistoomuchofaburdenfora
nursetocometotheirhomes.

(5)Thehomenursingneedsaveragedabout157.05,whichishigherthat
themiddlevalue,93.Wecanseethedemandforhomenursingis
relativelyhigh.

(6)Theneedsofhomenursingfrom eachfieldareasfollows.
Medicationandinjectionaverage14.97(4.99±0.06),Investigationand
Reliance9.34(4.67±0.57),BasicNursing40.69(4.52±0.42),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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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andCounseling49.05(4.46±0.32),ClinicalNursing
43.00(3.91±0.62).

(7)Statisticaldifferencesintheneedsfrom patientscamefrom education,
job,monthlyrate,transportationandtime.

(8)Patientsshowedsatisfactioninthenumberofhospitalization,bodyuse
condition,nursesponsoring,hospitalfeesandtreatment.

Toconclude,theservicesforthoseofpatientswithlivercirrhosisinclude,
basic nursing,investigation and reliance,medication and injection,clinical
nursing,andeducationaltrainingandcounseling.Mostpatientsareopentothe
useofhomenursing and thedemandsarehigh.Sincemany arestillnot
awareoftheservice,activeadvertisingofthecontent,how touse,fees,costs
andmuchmoreabouthomenursing,shouldbemadeforunawarepatientsand
theirfamilies.

key key key key word word word word : : : : llliiivvveeerrrccciiirrrrrrhhhooosssiiisss,,,hhhooommmeeennnuuurrrsssiiinnn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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